2급 이해 듣기 대본

※ [1～2]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
<보
도서관에 책이 (

)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각 3점)
기>

).

☞ 답안지：많아요
1. 저는 서울에서 ( 십 년 ) 동안 살았어요.

2. 이 과일은 ( 값도 ) 싸고 맛도 좋아요.

※ [3～4]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3.

가：주문하시겠습니까?
나：네, 주스 한 잔 하고 우유 한 잔 주세요.

4.

가：축구를 정말 잘 하시네요.
나：감사합니다. 대학교 때 축구선수였어요.

- 1 -

제 7 회 한국어능력시험

※ [5～9]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각 3점)
<보

기>

가：무슨 영화를 봤어요?
봤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재미있었어요.

② 시간이 없어요.

❹ 한국 영화를 봤어요.

③ 한 시에 만나요.
5. 가：봄에는 날씨가 어때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가：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편지를 써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가：다음에는 누가 노래를 부를래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가：동생이 언니보다 더 커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가：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14]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각 3점)
10.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짐이 많으시네요. 몇 층에서 내리세요?
여자：오층에서 내려요. 죄송하지만, 오층 좀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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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죄송합니다, 손님. 다음 주말 제주도 여행은 예약이 모두 끝났
습니다.
여자：벌써 끝났어요? 설악산이나 경주는 어떻습니까?
남자：설악산이나 경주는 지금 예약할 수 있습니다.

12. 이 사람이 산 물건은 어느 것입니까?
가：하영 씨, 뭘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나：오늘이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케이크하고 과일 좀 샀어요.
가：과일은 뭘 샀어요?
나：사과하고 배를 샀어요.

13. 이 옷의 세탁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가：이 옷은 어떻게 세탁해야 해요?
나：집에서 손으로 세탁하시면 돼요.
가：따뜻한 물로 세탁해도 돼요?
나：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안 돼요.

14.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미영이고 나이는 네 살입니다.
노란색 치마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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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1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안내 방송입니까?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6. 다음은 어디에서 하는 안내 방송입니까?
잠시 후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오전 열 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오후 한 시 반에 경주에 도착합니다.

17. 다음은 어디에서 하는 안내 방송입니까?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일층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수영복을 싸게 팔고 있습
니다. 멋있는 수영복을 싸게 사고 싶으신 분은 지하 일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18～22] 다음 대화를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십
시오. (각 4점)
<보
기>
여자：어제 명동에서 옷 샀어요?
샀어요?
남자：아니요, 안 샀어요.
여자：왜 안 샀어요?
샀어요?
남자：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샀어요.
① 여자는 어제 옷을 샀어요.
② 여자는 어제 명동에 갔어요.

❸ 남자는 어제 옷을 안 샀어요.
④ 남자는 어제 명동에 안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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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자：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요?
남자：날씨도 더운데 삼계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제가 맛있는 삼계탕
집을 알아요.
여자：삼계탕이요? 전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
남자：그래요? 그럼 한 번 먹어 보세요. 제가 살게요.

19.

여자：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방학 때 뭐 했어요?
남자：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일을 도와 드렸어요.
여자：힘들지 않았어요?
남자：아니요, 아주 즐거웠어요.

20.

남자：실례지만, 김하영 씨 아닙니까?
여자：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저 모르시겠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만났던 박준호입니다.
여자：아, 이제 생각이 나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21.

남자：여보세요? 서울항공이죠? 내일 한 시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요. 세 시로 바꾸고 싶어요.
여자：손님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박준호입니다.
네, 잠깐만요.(컴퓨터 소리가 들린다)
여자：손님, 세 시 표로 다시 예약됐습니다.

22.

여자：인천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남자：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하지만 토요일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지하철을 타세요.
여자：네, 지하철을 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남자：여기서 사호선을 타고, 시청역에서 일호선으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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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을 하십시오.
여자：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남자：가방은 어떤 색입니까?
여자：빨간색이에요.
남자：가방 안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자：책 한 권과 우산이 있었어요.
남자：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찾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23. 여자는 물건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3점)

24. 대화 내용과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4점)

※ [25～26]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자：이 집은 어떻습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좋은데요.
여자：지하철도 가깝고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좋네요. 근처에 시장도 있
어요?
남자：시장은 좀 멀어요. 집에서 한 이십 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집 앞에
큰 슈퍼마켓은 있어요.
여자：방은 몇 개예요?
남자：큰 방이 하나고, 작은 방이 두 개예요.
25.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4점)

26. 이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습니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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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27.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에 공원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하철을 지금보다 더 편리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저를 도와 주십시오.

28.

한국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시작하면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보통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손으로 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
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 놓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 [29～3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이년 전부터 학교 앞에서 꽃을 팔고 있습니다.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서 큰 시장에서 꽃을 사 옵니다. 그리고 아침 여덟 시부터 밤 열
시까지 가게에서 꽃을 팝니다. 가게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만, 전 이 일을 좋아합니다. 꽃을 보면
아주 즐겁기 때문입니다.
29.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3점)

30.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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